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G06Q 20/00A2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11월06일

10-0641824

2006년10월26일

(21) 출원번호 10-2001-0022391 (65) 공개번호 10-2002-0082670

(22) 출원일자 2001년04월25일 (43) 공개일자 2002년10월31일

(73) 특허권자 주식회사 하렉스인포텍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16-6

(72) 발명자 김철기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탑마을)경향아파트309-1502

황규민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동현대2차아파트206동502호

김정헌

서울특별시서초구잠원동58-24한신아파트322동107호

장광수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5동54524통1반

(74) 대리인 조의제

심사관 : 박성우

(54) 대칭키 보안 알고리즘을 이용한 금융정보 입력방법 및 그이동통신용 상거래 시스템

요약

대칭키 보안 알고리즘을 이용한 금융정보 입력방법 및 그 이동통신용 상거래시스템은 광 송수신기가 부착된 개인 휴대 이

동통신단말기에 금융정보의 보안성을 증대시켜 내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거래 결제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은 카드발

급 신청 시 고객 단말기의 전자지갑 관리번호를 암호키로 사용하여 고객번호와 유효기간 등의 금융정보를 대칭키 알고리

즘으로 암호화하고, 이 암호화된 금융정보를 고객의 전자지갑용 단말기에 직접 입력하거나 통신망을 통해 입력한다. 또한,

본 발명은 암호화된 금융정보가 내장된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상거래 결제 시 본인의 전자지갑 용 관리번호를 입력

하여 암호화된 금융정보와 그 관리번호를 가맹점의 POS터미널(또는 카드조회기)로 광 송신하고, 이를 수신하는 POS터미

널(또는 카드조회기)에서 수신된 전자지갑 용 관리번호를 이용하여 그 관리번호로 암호화된 금융정보를 복호화 한다. 따라

서, 본 발명은 고객의 전자지갑용 관리번호가 유출되지 않는 한 암호화알고리즘을 알아도 고객의 금융정보를 사용할 수 없

으므로, 기존 마그네틱이나 플라스틱 형태의 카드와 비교할 때 원천적으로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효과를 나타낸

다. 또한, 단말기를 개인의 금융정보를 한 곳에 모아 놓은 전자지갑의 역할을 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가시키며 신

용카드나 은행결제카드, 출입카드 등 현재 카드가 적용되는 모든 분야에 채용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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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색인어

금융정보, 이동통신단말기, 전자지갑, 관리번호, 암호화, 복호화, 보안, 대칭키, 전자상거래, 전화번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대칭 보안 알고리즘을 이용한 금융정보 입력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대칭 보안 알고리즘을 이용한 금융정보 입력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대칭 보안 알고리즘을 이용한 금융정보 입력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금융정보가 입력된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일반상거래시스템을 나타내는 구성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교통거래시스템을 나타내는 구성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자판기 거래시스템을 나타내는 구성도,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전자상거래시스템을 나타내는 구성도,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전자상거래시스템을 나타내는 구성도,

도 9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전자상거래시스템을 나타내는 구성도,

도 10은 본 발명의 따른 출입보안시스템을 나타내는 구성도,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명함시스템을 나타내는 구성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이동통신단말기 20 : POS터미널(카드조회기)용 BU

30 : 밴사 40 : 금융기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송수신기가 부착된 개인 휴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상거래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금융

정보를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대칭 보안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하여 이동통신단말기에 내장시키고, 그 이동통신단

말기를 통해 제반 거래의 비용을 결제하기 위한 대칭키 보안 알고리즘을 이용한 금융정보 입력방법 및 그 이동통신용 상거

래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최근 결제수단으로 현금보다 사용 및 휴대가 간편한 카드(card)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카드종류로는 신용카드(credit

card), 현금카드, 직불 카드, 교통카드와 같은 선불 카드 등 결제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드는 플라스

틱이나 마그네틱(magnetic) 형태로, 자기기록면이 존재하여 거기에 카드 고유번호 및 유효기간 등 카드정보가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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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플라스틱이나 마그네틱 형태의 카드에 대해, 분실 및 부당 사용될 우려가 있어 사용자가 항상 소지하고 있는 휴

대폰이나 PDA등의 광 송수신기가 부착되어 있는 개인 휴대 이동통신단말기를 카드 대용으로 사용하여 결제처리 할 수 있

도록 한 새로운 결제시스템이 제시되었다. 그 예로, 동일 출원인에 의해 선 출원 된 특허 제 2000-13426호의 "이동전화를

이용한 상거래시스템" 및 특허 제 2000-31640호의 "이동전화를 이용한 결제방법" 등이 있다. 이 명세서들에는 널리 보급

되어 있는 휴대용 이동전화에 광 송신기를 부착하고, 신용조회단말기에 광 수신기를 부착하며, 광송수신기가 부착된 이동

전화에 카드정보를 내장하여 신용카드 대신 이동전화와 신용조회단말기간의 광 송수신하여 금융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런데, 위와 같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은행결제카드 등 마그네틱 형태의 카드 대용으로 이동통신단

말기에 카드정보를 내장하여 사용할 때, 이동통신단말기 내부에 카드정보가 변형 없이 내장되면 복제 사용 우려가 있다.

특히, 직접 이동통신단말기의 메모리에 카드정보를 입력시키는 경우 이동통신단말기 개발자가 전문적인 장비를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기 메모리를 복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카드사나 은행 등 카드발급기관은 현재 마그네틱 카드에

내장된 정보와 동일한 형태로 이동통신단말기에 내장 시키는 것을 피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금

융거래에서 개인별 비대칭키(Asymmetric Cryptosystem)를 이용하는 암호화시스템 등은 계산속도가 많이 걸리게 되므

로 고객을 현재의 시스템보다 불편하게 만들게 된다. 또한, 대칭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많은 POS터미널에 입력된 대칭

키가 동일하므로 키 보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된다. 또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개키 알고리즘(PKI)을 사

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도 개인 키(private key)는 단말기에 내장하여야 하므로 역시 키 보호에 문제점

이 있으며, 공개키 알고리즘을 작은 단말기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계산시간 등의 문제점 때문에 고객의 편의성을 해치게 된

다.

그래서, 금융거래의 보안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선행기술로 동일출원인에 의해 선출원된 특허 제 2001-16853호의 "이동

통신단말기에 금융결제정보를 내장하여 결제하는 방법 및 그 시스템" 이 제시되었다. 이 선행기술에는 카드 발급 신청시

사용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용 관리번호를 암호화 알고리즘의 대칭키로 사용하여 고객의 고유 카드번호를 포함하는 금융정

보를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금융정보를 이동통신단말기에 내장시켜 거래행위시 전자지갑용 관리번호를 이용하여 금융정

보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금융정보로 결제처리하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대칭 보안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를 암호화하고 이를 이동통신단말기에 입력시켜 금융거래의 보

안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전술한 대칭 보안 알고리즘을 이용한 금융정보 입력방법에 의해 금융정보가 내장된 이동통신단말

기를 통해 제반 거래의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동통신용 상거래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위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대칭 보안 알고리즘을 이용한 금융정보 입력방법은, 광 송수신기가 부착된

개인 휴대 이동통신단말기에 금융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에 있어서, (1) 발급되는 카드의 고객번호와 유효기간을 포함하는

평문의 금융정보와, 이를 자체적으로 암호화한 정보를 입력받는 단계와, (2) 카드 발급 신청 시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의 전

자지갑 용 관리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 받는 단계와, (3) 상기 입력된 고객 고유의 전자지갑 용 관리번호를 대칭키로 사용

하여, 상기 평문의 금융정보를 암호화하고 상기 암호화된 금융정보와 입력된 전화번호를 암호화하는 단계와, (4) 상기 암

호화된 정보를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에 내장 시키는 단계, 및 (5) 상기 이동통신단말기를 교통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내장

된 정보를 복호화하여 복원된 고객번호와 유효기간을 포함하는 평문의 금융정보를 내장된 전화번호를 대칭키로 사용하여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동통신용 상거래시스템은, 광 송수신기가 부착된 개인 휴대 이동통신단말기를 카

드 대신 사용하여 결제하기 위한 상거래 시스템에 있어서, 암호화된 금융정보를 입력받아 내장하고, 결제모드에서 입력된

전자지갑 용 관리번호와 내장한 금융정보 및 전화번호를 제공되는 OTP(One Time Pad)용 키를 대칭키로 사용하여 암호

화하고, 이를 광 송신하는 이동통신단말기와, 광송수신기가 장착되어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의 전자지갑용 결제시 OTP용

키를 제공하며, 상기 광송신되는 암호화된 정보를 수신하여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금융정보로부터 고객의 거래를 결제요

청하는 POS터미널/카드조회기, 및 상기 POS터미널/카드조회기의 결제요청을 접수하고, 승인결과를 요청한 해당 POS터

미널/카드조회기로 통보하는 밴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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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대칭 보안 알고리즘을 이용한 금융정보 입력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 금융정보

를 유선으로 휴대폰에 입력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도 1에서, 카드사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카드 신청인에게 발급되는 카드의 고객번호와 유효기간으로 이루어진 정보(D1)

와 이를 자체적으로 암호화한 정보(D2)를 카드 발급을 위한 터미널측으로 전달한다. 여기서, D1은 금융기관에서 영수증등

에 프린트되도록 한 평문정보이고, D2는 금융기관이 암호화한 정보이다. 카드발급 터미널은 광송수신모듈이 장착된 암호

화 베이스유닛(Base Unit; BU)으로 동작한다. 암호화용 BU는 카드 신청인으로부터 비밀번호 즉, 휴대폰 전자지갑용 관리

번호(K1)와, 전화번호를 금융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단말기전화번호(MIN1)를 입력받는다. 암호화용 BU는 전자지갑용 관

리번호(K1)를 암호화키로 사용하여 암호화프로그램(EN1,EN2)을 실행시켜 입력된 정보(T2=D1+D2, MIN1)를 암호화한

다. 여기서, "EN1"은 "D1" 암호화프로그램으로 "K1"으로 암호화한다. 그리고, "EN2"는 "D2"와 "MIN1" 암호화프로그램으

로 "K1"으로 암호화한다. 암호화된 정보(M1=EN1(D1)+EN2(D2+MIN1))는 휴대폰의 하단부 잭을 이용하거나 광송수신

기를 이용하여 휴대폰에 입력시킨다. 여기에서 휴대폰 대신 PDA에 금융정보를 입력할 경우 단말기 전화번호(MIN1) 대신

기기 고유번호를 암호화하여 입력한다. 즉, MIN은 전화번호 또는 단말기 고유번호인 ESN을 의미한다. 한편, 휴대폰은 버

스나 지하철등의 교통수단 요금 지불을 위한 교통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교통모드를 위한 키(Kt)를 이용하여 암호화프로그

램(EN3)을 실행시켜 입력된 정보(M1)중 고객번호와 유효기간을 나타내는 정보 "D1"를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여기서,

"EN3"은 "D1"과 전화를 할 때 단말기에 내장된 전화번호(MIN2)를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으로 "Kt"로 암호화한다

(M2=EN3(D1+MIN2)). 그래서, 휴대폰에는 암호화된 금융정보 "M1, M2"가 내장되어 차후 상거래시 비용 결제를 위해

사용되어 진다.

도 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보안 알고리즘을 이용한 금융정보 입력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 금융정보를

무선으로 휴대폰에 입력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도 2는 도 1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현되며, 다만 금융기관 터미널측의 암호

화용 BU와 휴대폰 사이에 중계센터(ZOOP CENTER)를 거치게 된다. 중계센터는 금융기관 터미널측의 암호화용 BU로부

터 암호화된 정보(M1)를 입력받아 단말기전화번호(MIN1)와 함께 암호화프로그램(EN5)을 실행시켜 다시 암호화한다. 중

계센터는 암호화된 정보(M5=EN(M1+MIN1))를 무선전송하여 휴대폰에 입력시킨다. 즉, 휴대폰은 도 1의 경우 금융기관

터미널측의 암호화용 BU로부터 암호화된 정보(M1)를 바로 입력받지만, 도 2의 경우 중계센터를 통해 다시 암호화하여 입

력받는다.

도 3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대칭 보안 알고리즘을 이용한 금융정보 입력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 금

융정보를 무선으로 휴대폰에 입력하는 다른 방식을 보여준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고객번호와 유효기간 정보(D1), 금융기

관이 암호화한 정보(D2), 고객이 지정한 전자지갑용 관리번호(K1) 및 단말기 전화번호(MIN1)를 중계센터로 보낸다. 중계

센터는 전자지갑용 관리번호(K1)를 키로 이용하여 암호화프로그램(EN1,EN2)을 실행시켜 "M1" 정보를 생성하여 무선방

식으로 휴대폰에 입력한다.

위와 같이 암호화된 금융정보가 입력된 휴대폰을 이용한 결제방식은 여러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반 상거래,

버스나 지하철등의 교통거래, 자판기, 전자상거래 등 비용 지불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하에서, 암호

화된 금융정보가 입력된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상거래시스템에 대해 실시예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금융정보가 입력된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일반상거래시스템을 보여준다. 도 4에 보여진 시스템

은 암호화된 금융정보(M1,M2)를 내장하고 있는 광송수신기가 부착된 이동통신단말기(10), 가맹점등에 설치되며 송신되

는 금융정보를 광수신하여 복호화하는 POS터미널(또는 카드조회기)용 BU(20), 및 복호화된 금융정보에 대해 해당 금융

기관에 거래승인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전달하는 밴(VAN)사(30)를 구비한다. 이러한 구성을 갖는 도 4의 일반 상거래시

스템에서의 암호화된 금융정보에 대해 결제처리 하는 동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고객은 소지한 이동통신단말기(10)의 키패드 조작으로 결제모드를 선택한다. 결제모드에서, 고객은 사용할 카드의 종류를

선택한다. 이동통신단말기(10)는 고객번호와 유효기간을 포함하는 평문의 금융정보(D1)를 고객이 지정한 전자지갑용 관

리번호(K1)로 암호화하고, 금융기관이 자체 암호화한 정보(D2)와 단말기전화번호(MIN1)를 전자지갑용 관리번호(K1)로

암호화한 기본 금융정보(M1)가 미리 내장되어 있다. 고객이 교통카드를 선택하면 이동통신단말기(10)는 내장된 복호화프

로그램(DEN1)을 실행시켜 금융정보(D1)의 암호화를 풀고, 이 금융정보(D1)와 현재 단말에 내장된 전화번호(MIN)를 암

호화알고리즘(EN3)으로 암호화하여 지정된 메모리위치에 저장한다. 이때의 대칭키는 전화번호(MIN)로 한다. 한편, 일반

신용카드 거래시 이동통신단말기(10)는 내장된 기본 금융정보(M1)와 전자지갑용 관리번호(K1) 및 단말기 내장 전화번호

(MIN)를 내장된 암호화프로그램(EN4)을 실행시켜 암호화한다. 이때의 대칭키는 POS터미널(또는 카드조회기)용 BU(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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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제공되는 OTP(One Time Pad)용 키(Ko)이다. 이동통신단말기(10)는 암호화된 정보(M4)를 POS터미널(또는 카드

조회기)용 BU(20)로 보낸다. POS터미널(또는 카드조회기)용 BU(20)는 이동통신단말기(10)에 내장된 암호화프로그램에

대응하는 복호화프로그램(DEN1,DEN2,DEN4)을 내장하고 있다. POS터미널(또는 카드조회기)용 BU(20)는 내장된 복호

화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암호화된 정보(M4)를 복호화하여 원 상태로 복원된 금융정보(D1+D2)를 현재의 금융거래시스템

과 마찬가지로 밴사(30)로 전달하여 결제처리한다. 기본적으로 이동통신단말기(10)와 POS터미널(또는 카드리더기)용

BU(20)에 장착된 광 송수신기는 양 방향성 이므로, POS터미널(또는 카드리더기)의 프로그램을 바꾸면 다음과 같은 새로

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 후에 가맹점에서는 디지털 영수증을 고객이 원하는 지를 묻는다. 고객이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POS터미널

(또는 카드리더기)상의 디지털 영수증 발급 버튼을 조작한다. 이때, 고객은 휴대 이동통신단말기(10)를 POS터미널(또는

카드리더기)용 BU(20)의 광송수신기를 지시(POINT)하여 디지털 영수증을 수신한다. 이동통신단말기(10)는 수신되는 디

지털 영수증을 저장 또는/및 화면에 표시한다. 디지털 영수증 이외에 고객관리를 위한 쿠폰을 포함한 안내장 등을 발급하

는 것도 가능하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금융정보가 입력된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교통거래시스템을 보여준다. 도 5에 보여진 시스템은

암호화된 금융정보(M1)와 교통정보(M2)가 내장되어 있는 이동통신단말기(10), 버스나 지하철 출입구, 고속도로 톨게이

트등에 설치되며 복호화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교통BU(40), 및 거래내역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장치(50)를 구비한다.

이러한 구성을 갖는 도 5의 교통거래시스템에서의 암호화된 금융정보에 대해 결제처리하는 동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교통 카드와 같은 빠른 시간이 요구되는 상거래 시, 고객은 소지한 이동통신단말기(10)를 이용하여 요금을 지불한다. 이동

통신단말기(10)에는 역시 암호화된 금융정보(M1)와 교통정보(M2)가 내장되어 있다. 그래서, 고객이 단말기(10) 조작에

따라 내장된 암호화된 교통정보(M2)와 단말기 전화번호(MIN), 및 단말기 내부 시간(time)을 OTP로 암호화하여 암호화된

정보(M5=EN4(M2+MIN+Time))를 교통BU(40)로 보낸다. 이때, 이동통신단말기(MU)(10)는 암호화 프로그램

(EN3,EN4)을 내장하고 있으며, 교통BU(40)는 그에 대응하는 복호화 프로그램(DEN3,DEN4)을 내장하고 있다. 교통BU

(40)에서는 OTP를 복호화하여 카드정보(M2)와 전화번호(MIN), 및 시간(Time)을 계산하고, 시간(Time)이 이상 있으면

승인을 거절하고, 이상 없으면 복호화프로그램(DEN3)을 실행시켜 암호화된 카드정보(M2)를 복호화하여 금융정보(D1)와

전화번호(MIN2)를 계산한다. 여기서, 두 전화번호(MIN과 MIN2)를 비교하여 동일하면 교통BU(40)에서 출력하여 교통관

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하고 상이하면 교통 톨게이트 승인 불가를 표시한다.

지하철 또는 고속도로 같은 폐쇄형 구간에서는 입구에서는 이동통신단말기(10)내의 메모리에 교통BU(40)로부터 받은 출

입 시간과 입구정보(Gate Number)를 기록하는 절차가 하나 더 기록이 된다. 출구쪽에서는 이 입구쪽 정보와 결제를 위한

정보가 함께 전달되어 정산된다. 정산과정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한꺼번에 정산 처리하는 기존의 방식을 택하면 되

므로 여기서 논의는 생략한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교통카드 발급기관(예; 카드회사)에서 직접 암호화된 교통정보

(M2)를 유무선을 이용하여 금융정보(M1)와 함께 저장할 수도 있다.

도 6은 본 발명이 자판기, 버스 등의 기존 네트워크(network)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래시스템에 적용된 경우를 보여준

다. 이러한 거래에 있어 종래에는 동전이나 지폐등의 화폐를 지불의 수단으로 삼고 이를 수거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기

존의 방식에서의 직접적인 화폐지불, 수거에 대신해 본 발명에서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한다. 여기서는 자판기의 경우

를 예로 든다.

광송수신기가 장착된 자판기BU(60)에는 복호화프로그램(DEN2,DEN4)을 내장하고 있다. 또한, 자판기 내의 저장장치

(62)에 금융정보를 내장하기 위한 암호화 프로그램(EN6)이 있다. 단말기(10)에는 역시 암호화된 금융정보(M1) 및 교통정

보(M2)가 내장되어 있다. 단말기(10)는 내장된 암호화된 금융정보(M1)와, 단말기 내부에 내장된 전화번호(MIN), 고객이

지정한 단말기 전자지갑용 관리번호(K1), 단말기에 내장된 현재 시간(Time)을 OTP로 암호화하고, 암호화한 정보

(M4=EN4(M1+K1+MIN))를 자판기BU(60)로 보낸다. 이때, 단말기(10)는 암호화 프로그램(EN3,EN4)을 내장하고 있

다. 자판기용 BU(60)에서는 단말기(10)로부터 수신되는 정보(M4)를 OTP를 이용하여 복호화하여 금융정보(M1)와 전화

번호(MIN), 전자지갑용 관리번호(K1)를 계산한다. 자판기용 BU(60)는 전자지갑용 관리번호(K1)를 암호화된 금융정보

(M1)의 복호화키로 이용하여 금융정보(M1)을 복호화하여 금융기관(68)이 고객이 신청한 전화번호를 금융카드로 사용하

도록 한 단말기전화번호(MIN1)을 계산한다. 자판기용 BU(60)는 두 전화번호(MIN1,MIN)를 비교하여 같으면 거래 승인

을 하고 자판기 내부의 저장장치(62)에 거래내역(M6)을 저장한다. 여기서, 거래내역(M6)은 시간(Time)+고객번호와 유

효기간등이 포함된 평문의 금융정보(D1)+금융기관이 암호화한 정보(D2)+금융카드로 사용하도록 한 단말기전화번호

(MIN1)가 포함되며, 자판기 사업자용 암호화 프로그램(EN6)에 의해 암호화된다. 금융기관(68)과의 협의에 의하여 고도

의 보안이 필요치 않을 때는 일부분의 정보만을 내장할 수도 있다. 자판기 사업자용 암호화 프로그램(EN6)의 키(K6)는 자

판기 사업자(64)가 정산을 위한 중계센터(ZOOP CENTER)(66)와 약정한 키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중계센터(66)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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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관(68)과 자판기사업자(64)를 중계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자판기 내부에 키(K6)를 변경할 수 있도록 기계적인 장치

를 설치할 수도 있고 자판기용 BU(60)에 부착된 광 송수신기 이용하여 자판기 사업자(64)가 PDA와 같은 휴대용 기기를

이용하여 키(K6)를 장착하도록 할 수도 있다. 자판기 사업자(64)는 이 자판기저장장치(62)를 자판기로부터 착탈하고 새

저장장치를 꼽고 정산을 위한 중계센터(66)에 이를 제출하여 거래를 실시하거나 적외선(IR) 혹은 RF을 이용 비접촉식으로

직접 수거도 가능하며 이때에는 별도의 수거장치를 갖는다. 이 저장장치(62)의 형태는 디스켓형 메모리이거나 플레쉬 롬

형 메모리이거나 형태에 구애 받지 않는다. 중계센터(66)와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통신기능이 있는 PDA와 같은 휴대용 저

장장치(중계센터와의 약정이 된 기기)에 자판기 정산용 저장장치(62)를 삽입하고 이 정보를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중계센

터(66)로 보낸다. 이 구간에서는 무선구간이므로 중계센터와 약정한 키(K7)로 다시 암호화하여 전송한다. 중계센터(66)는

약정한 키(K7)를 대칭키로 복호화하는 프로그램(DEN7)을 이용하여 정보를 복호화하여 자판기사업자(64)가 중계센터

(66)에 등록한 전화번호(MIN3)를 구하고 현재 접속되어 있는 전화번호와 일치하는 가를 확인하여 인증한다. 또한, 복호화

프로그램(DEN6)을 사용하여 금융정보(D1+D2+MIN1)를 구하여 금융기관(68)과 정산을 실시한다. 이때, 고객의 사용시

점에 대한 시간이 저장되어 이중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정산의 보안성이 증가된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전자상거래시스템의 구성도로, 유선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를 나타낸다. 도 7에 나타낸

시스템은 금융정보(M1)와 교통정보(M2) 이외에 일회용 암호키(Mk)를 내장하는 휴대폰이나 PDA등의 단말기(10), 일반

유선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74)에 접속하여 전자상거래 행위를 수행하는 PC(70), 및 각 구성 사이를 연결하여 결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계센터(ZOOP CENTER)(72)를 구비한다. 이러한 구성을 갖는 도 7 유선인터넷의 전자상거

래시스템에서 암호화된 금융정보를 결제처리하는 동작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중계센터(72)는 고객 단말기(10)의 전자지갑에 일회용 암호키(Ki)를 미리 보낸다. 이때, 중계센서(72)와 전자지갑용 단말

기(10) 사이는 무선구간이므로 보안을 위해, 전자지갑용 관리번호(K1)를 대칭키로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보낸다. 이 암호

화 된 키(Mk=EN1(Ki))는 고객의 전자지갑에 자동적으로 입력되며 고객 이외에는 볼 수 없다(전자지갑의 결제모드 입력

관리번호는 본인만 입력가능). 유선인터넷의 전자상거래를 할 때 고객은 인터넷 쇼핑몰(74)에서 결제시에 이 일회용 암호

키 서비스로 결제를 선택하고 전자지갑 모드에 입력한 후에 신용카드 정보 보기를 선택한다. 그런 다음,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그리고 이 일회용 암호 키(Ki)를 확인하고 PC(70)의 브라우저상에 타이핑하여 거래를 한다(기존의 인프라 이용

시). 인터넷 쇼핑몰(74)측은 고객의 PC(70)로부터 입력받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및 일회용 암호키(Ki)등을 중계센터(72)

로 보내어 인증요청을 한다. 중계센터(72)는 고객의 신용카드 번호와 이 암호 키를 확인하여 인증하고 이상이 없을 시 금

융기관(76)으로 승인을 요구한다. 그 이후 고객의 단말기(10)로 새로운 암호 키를 송신한다. 즉,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보안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전자상거래시스템의 구성도로, 고객의 PC에 광송수신모듈이 장착된 경우의 유선인

터넷상의 전자상거래를 나타낸다.

도 8에서, 고객은 PC(70)의 광 송수신 모듈인 PC용 BU(80)을 향하여 휴대폰이나 PDA등의 이동통신단말기(10)을 지시

(point)하고 단말기(10)에 내장된 금융정보(M2)와 시간(Time)을 일회용 암호 키(Ki)로 암호화하여 송신한다. 이때, 전화

번호(MIN)는 평문으로 함께 송신한다. PC용 BU(80)는 고객 단말기(10)의 전자지갑으로부터 송신된 정보(M8)를 PC(70)

을 통해 그대로 중계센터(72)로 전송한다. 중계센터(72)는 고객의 전화번호(MIN)로 이 암호 키를 확인하여 이것을 이용하

여 복호화 한다. 시간(Time)이 이상 없을 시에는 금융정보(M2)를 복호화하여 내장된 두 전화번호(MIN,MIN2)를 비교하

여 한번 더 인증하고, 이상이 없을 시 금융기관(76)으로 승인을 요구한다. 그 이후 고객의 단말기(10)로 새로운 암호 키

(Ki)를 암호화한 일회용 암호키(Mk)를 송신한다. 즉,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보안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전자상거래시스템의 구성도로, 무선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를 나타낸다.

도 9에서, 무선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는 유선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와 같이 중계센터(72)에서 고객 단말기(10)의 전자지

갑에 일회용 암호 키(Ki)를 암호화하여 미리 보낸다. 이 암호화된 일회용 암호키(Mk)는 고객의 전자지갑에 자동적으로 입

력되며 고객 이외에는 볼 수 없다(전자지갑의 결제모드 입력 관리번호는 본인만 입력가능). 무선인터넷의 전자상거래를 할

때, 고객은 무선 인터넷 쇼핑몰(90)에서 결제 시에 "ZOOP결제"를 선택하면 중계센터(72)로 무선 연결되어 승인요청을 하

게 된다. 고객의 단말기(10)에 내장된 금융정보(M2)와 시간(Time)을 일회용 암호 키(Ki)로 암호화하여 중계센터(72)로

송신한다. 이때, 단말기 전화번호(MIN)는 평문으로 함께 송신한다. 중계센터(72)는 고객의 전화번호(MIN)로 이 암호 키를

확인하여 이것을 이용하여 복호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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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정확한 전자지갑용 관리번호(K1)를 알아야만 일회용 암호키(Ki)를 복호화하고 이를 이용하여야만 정확한 암호화

가 되므로 보안성은 증대된다. 시간(Time)이 이상 없을 시에는 금융정보(M2)를 복호화하여 내장된 전화번호(MIN2)와 입

력받은 전화번호(MIN)를 비교하여 한번 더 인증하고, 이상이 없을 시 금융기관(76)으로 승인을 요구한다. 보안의 중요도

에 따라서 편의상 시간(Time) 비교를 안 할 수도 있다.

즉, 단말기(10)에 내장되는 정보와 무선 전송구간에서의 정보를 항상 암호화하여, 서로 다르게 함으로써 만약에 있을지 모

르는 범법자의 녹음 후 부정 사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통상 PC(72)에 내장되어 있는 게임

(game)은 광송수신기를 통해 이동통신단말기(10)에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고객이 별도의 게임기를 구비

하지 않고도 휴대폰과 같은 이동통신단말기(10)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 10은 본 발명의 따른 출입보안시스템으로, 출입 관리 책임기관은 휴대폰등의 휴대용 기기에 출입 보안에 관련된 아이디

(ID)를 부여하여 고객 단말기(10)의 전자지갑내에 이 ID를 입력한다. 단말기(10)는 부여되는 아이디(ID)를 전화번호(MIN)

와 함께 출입 보안에 관련된 정보(Md)로 저장한다. 고객은 출입관리용 서버(100)측에서 출입정보 요구시 단말기(10) 키패

드상의 교통에 사용되는 키를 눌러 저장되어 있는 출입정보(Md)를 송신한다. 출입관리용 서버(100)는 고객의 단말기(10)

로부터 송신되는 출입정보(Md)를 기 등록된 전화번호와 ID를 함께 비교하여 그 비교결과에 따라 출입을 통제한다. 보안의

중요성이 약한 곳은 전화번호만 등록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보안이 강화된 곳은 ID입력을 특정 모듈을 사용하여 입

력할 수도 있다.

여러 개의 출입보안 정보가 있는 경우에도 출입관리 서버의 BU(base Unit,수신기 부착 송수신기)의 ID의 코드 번호를 지

정하여 여러 개 중에서 지정된 ID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고객은 오직 한번의 지시(Point)와 전송(Shoot)으로 출입이 가능

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증가시킨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명함시스템으로, 휴대용 기기(10A,10B)에 자신의 전화번호(MIN)와 이름(Name)으로 된 명함정

보(Mn)을 기록하여 놓고, 기기간에 명함을 교환하도록 한다. 명함교환을 위해서는 서로 휴대기기(10A,10B)를 마주보고

서로 지시하고 버튼을 누름에 의해서 기록해놓은 서로의 명함정보가 교환된다.

여러 상대방이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접속이 된 기기와 1:1 통신이 되므로 이를 이용하여 젊은 사람들의 미팅에 사용할 수

있는 등의 편리성을 제공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대칭키 보안 알고리즘을 이용한 금융정보 입력방법 및 그 이동통신용 상거래시스템은, 항상

소지하고 있는 광 송수신기가 부착된 이동통신단말기에 고객마다 서로 상이한 대칭키로 금융정보를 암호화하여 입력하고,

이를 현재 마그네틱이나 플라스틱형태의 카드 대용으로 사용하므로 써, 지갑을 별도로 소지할 필요 없이 이동통신단말기

로 모든 결제를 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으며, 여러 카드와 각종 금융정보를 동시에 저장할 수 있는 전자지갑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카드사에서는 기존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고도 고객의 편의성을 증가시키고 보안성을 증대 시켜 수익을 극

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그리고, 기존 인터넷 결제와 같이 브라우저상의 입력 필요에 의해 자신의 카드번호와 유효

기간을 알아야 할 경우 카드정보확인메뉴에서 이동통신단말기 화면에 카드정보를 표시하도록 하여 기존 카드 결제에 그대

로 적용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일회용 암호 키를 이용하여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여 무선 인터넷에서도 안전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무선인터넷 상거래 시 복잡한 고객 인증 없이 고객은 한번 버튼만 누름에 의하여 모든 암호화

인증을 하게 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해치지 않고 보안성을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터넷 혹은 무선상에서 저장되는

형태와 전송되는 형태를 항상 다르게 암호화 함으로서 그 자체를 녹음한다고 해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 송수신기가 부착된 개인 휴대 이동통신단말기에 금융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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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되는 카드의 고객번호와 유효기간을 포함하는 평문의 금융정보와, 이를 자체적으로 암호화한 정보를 입력받는 단

계;

(2) 카드 발급 신청 시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의 전자지갑 용 관리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 받는 단계;

(3) 상기 입력된 고객 고유의 전자지갑 용 관리번호를 대칭키로 사용하여, 상기 평문의 금융정보를 암호화하고 상기 암호

화된 금융정보와 입력된 전화번호를 암호화하는 단계;

(4) 상기 암호화된 정보를 유·무선 통신에 의해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에 내장 시키는 단계; 및

(5) 상기 이동통신단말기를 교통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내장된 정보를 복호화하여 복원된 고객번호와 유효기간을 포함하

는 평문의 금융정보를 내장된 전화번호를 대칭키로 사용하여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금융정보 입력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는 상기 이동통신단말기가 할당된 전화번호가 없는 기기이면, 전화번호 대신 기기 고유

번호를 입력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정보 입력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단계는 카드 발급 터미널과 이동통신단말기 간에 케이블 연결하거나, 광 송수신을 통해 암호

화된 금융정보를 이동통신단말기에 입력시켜 내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정보 입력방법.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단계는

(4a) 중계센터에서 상기 카드 발급 터미널로부터 암호화된 정보를 입력받아 상기 이동통신단말기 전화번호와 함께 다시

암호화하는 단계; 및

(4b) 중계센터에서 다시 암호화된 정보를 무선전송하여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에 입력시켜 내장하는 단계를 구비함을 특징

으로 하는 금융정보 입력방법.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광 송수신기가 부착된 개인 휴대 이동통신단말기를 카드 대신 사용하여 결제하기 위한 상거래 시스템에 있어서,

암호화된 금융정보를 입력받아 내장하고, 결제모드에서 입력된 전자지갑 용 관리번호와 내장한 금융정보 및 전화번호를

제공되는 OTP(One Time Pad)용 키를 대칭키로 사용하여 암호화하고, 이를 광 송신하는 이동통신단말기;

광송수신기가 장착되어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의 전자지갑용 결제시 OTP용 키를 제공하며, 상기 광송신되는 암호화된 정

보를 수신하여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금융정보로부터 고객의 거래를 결제요청하는 POS터미널/카드조회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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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POS터미널/카드조회기의 결제요청을 접수하고, 승인결과를 요청한 해당 POS터미널/카드조회기로 통보하는 밴사를

포함하는 이동통신용 상거래시스템.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POS터미널/카드조회기는 디지털 영수증 발급 버튼을 구비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그 버튼이 조

작되면 거래 내역을 상기 이동통신단말기로 광송신하여 디지털 영수증을 발급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용 상거래시스

템.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단말기는 상기 광송신되는 디지털 영수증을 수신하여 저장 또는 화면에 표시함을 특징으

로 하는 이동통신용 상거래시스템.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POS터미널/카드조회기는 고객 관리를 위한 쿠폰을 포함하는 안내장을 상기 이동통신단말기로 광

송신하여 발급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용 상거래시스템.

청구항 11.

광 송수신기가 부착된 개인 휴대 이동통신단말기를 교통카드로 사용하여 결제하기 위한 교통거래시스템에 있어서,

암호화된 금융정보 및 복호화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고객이 결제모드에서 교통카드 사용을 선택하면 내장된 정보와 전화

번호 및 내부 시간을 제공되는 OTP용 키를 대칭키로 사용하여 다시 암호화하고, 이를 광송신하는 이동통신단말기;

광송수신기가 장착되어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에 OTP용 키를 제공하며, 상기 광송신되는 암호화된 정보를 수신 복호화하

여 금융정보와 전화번호 및 시간을 계산하고, 금융정보를 다시 복호화하여 원 상태의 금융정보와 전화번호를 계산하여 계

산된 두 전화번호를 비교하며 그 비교결과에 따라 거래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교통용 베이스유닛(BU); 및

상기 교통용 BU에 의해 승인된 거래내역을 집계하여 일괄 정산하기 위해 저장하는 저장장치를 포함하는 이동통신용 상거

래시스템.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단말기는 복호화 프로그램을 내장하여 암호화된 금융정보를 복호화하여 카드의 고객번

호와 유효기간을 포함하는 평문의 금융정보를 도출하고 이를 내장된 단말기 전화번호를 대칭키로 사용하여 다시 암호화하

여 교통카드정보로 저장하거나 발행기관으로부터 암호화된 교통카드 정보를 유무선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받아 저장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용 상거래시스템.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단말기는 결제모드에서 고객이 교통카드를 선택하면 저장된 교통카드정보를 단말기 전

화번호 및 시간과 함께 암호화하여 상기 교통용 BU에 광송신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용 상거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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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교통용 BU는 복호화 프로그램을 내장하여 상기 광송신되는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화하여 교통카

드정보와 단말기 전화번호 및 시간을 계산하고, 계산된 시간에 이상이 없을 때 전화번호를 대칭키로 사용하여 교통카드정

보를 복호화하여 금융정보와 단말기 전화번호를 계산하며, 계산된 두 전화번호를 비교하여 일치할 때 거래를 승인함을 특

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용 상거래시스템.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교통용 BU는 지하철, 고속도로를 포함하는 폐쇄형 구간에 설치되면, 입구측에서 상기 이동통신단

말기에 출입시간과 입구정보를 광송신하여 기록하고, 출구측에서 이동통신단말기로부터 그 정보를 수신받아 요금계산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용 상거래시스템.

청구항 16.

무인자동판매시스템에 있어서,

입력되는 전자지갑용 관리번호와 단말기 내부에 내장된 암호화된 금융정보, 전화번호 및 현재 시간을 암호화하여 광송신

하는 이동통신단말기;

광송수신기가 장착되어 상기 광송신되는 정보를 수신하며, 수신된 정보를 복호화하여 금융정보, 전화번호 및 전자지갑용

관리번호를 계산하고, 전자지갑용 관리번호를 대칭키로 사용하여 금융정보를 복호화하여 금융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단말

기 전화번호를 계산하고, 계산된 두 전화번호를 비교하여 일치할 때 거래를 승인하는 자판기용 BU;

상기 자판기용 BU에 의해 거래승인된 판매내역을 집계하여 일괄 정산하기 위해 저장하는 저장장치; 및

상기 저장된 판매내역을 전송받아 금액 정산을 청구하여 정산을 실시하는 중계센터를 포함하는 이동통신용 상거래시스템.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자판기용 BU는 자판기 사업자용 암호화 프로그램에 의해 상기 복호화된 시간정보와 금융정보를

포함하는 판매내역을 암호화하여 상기 저장장치에 저장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용 상거래시스템.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판매내역 암호화 프로그램은 자판기 사업자와 정산을 책임지는 중계센터 사이의 약정된 키를 대칭

키로 사용하며, 자판기 사업자의 전화번호와 연동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용 상거래시스템.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자판기 사업자의 대칭키는 자판기 내부의 전자회로 상에 세팅하도록 모듈 형태로 장착하여 변경이

용이토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용 상거래시스템.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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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자판기 사업자의 대칭키는 상기 자판기용 BU에서 광신호형태로 수신하여 장착함을 특징으로 하

는 이동통신용 상거래시스템.

청구항 21.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장치는 디스켓형, 플레쉬 롬형중 하나로서 집계된 판매내역을 전송한 후 그 저장된 내용이 삭

제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용 상거래시스템.

청구항 22.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중계센터는 상기 저장장치에 저장된 판매내역을 유무선망을 통해 전송받고, 자판기 사업자의 전화

번호를 매개로 하여 자판기 사업자와 약정한 키를 대칭키로 사용하여 전송받은 판매내역을 복호화하여 금액 정산을 실시

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용 상거래시스템.

청구항 23.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있어서,

암호화된 금융정보가 내장되며, 입력되는 일회용 암호키로 인터넷 전자상거래 결제를 선택하여 금융정보를 고객이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인터넷 접속을 통해 쇼핑몰에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며,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제공되는 금융정보와 일회용 암호키를

브라우저상에 입력하여 결제 요청하는 PC;

상기 인터넷 접속된 PC로부터 입력된 금융정보와 일회용 암호키를 중계센터로 전송하여 인증 요청하는 인터넷 쇼핑몰; 및

거래 승인이 날 때마다 새로운 일회용 암호키를 상기 이동통신단말기로 보내고, 인증 요청한 금융정보와 암호키를 확인하

여 인증하는 중계센터를 포함하는 이동통신용 상거래시스템.

청구항 24.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중계센터는 일회용 암호키를 단말기의 전자지갑용 관리번호를 대칭키로 사용하여 암호화하여 상

기 이동통신단말기에 무선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용 상거래시스템.

청구항 25.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PC는 광송수신모듈이 장착되며,

상기 이동통신단말기는 내장된 금융정보와 시간을 일회용 암호키로 암호화하고, 이를 평문의 단말기 전화번호와 함께 상

기 PC의 광송수신모듈을 향하여 송신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용 상거래시스템.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PC는 상기 광송신되는 정보를 수신하여 그대로 상기 중계센터로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

신용 상거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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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7.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단말기는 무선인터넷으로 쇼핑몰과 접속하여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며, 결제시에 내장된

금융정보와 시간을 일회용 암호키로 암호화하고, 이를 평문의 단말기 전화번호와 함께 상기 중계센터로 송신함을 특징으

로 하는 이동통신용 상거래시스템.

청구항 28.

제 26항 또는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중계센터는 전송되는 정보중 평문의 단말기 전화번호로 암호키를 확인하고, 이를 대

칭키로 사용하여 암호화된 금융정보를 복호화하여 복원된 시간이 현재의 시간이 아니면 거래를 불 승인하고, 이상 없으면

금융정보를 복호화하여 내장된 전화번호와 수신된 전화번호를 비교하여 한번 더 인증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용 상거

래시스템.

청구항 29.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PC는 게임(game)을 내장하고, 이를 장착되는 광송수신모듈을 통해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에 다운

로드시켜 이동통신단말기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용 상거래시스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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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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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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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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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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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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